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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Bradley DySC® 순간 전압 강하 보상 장치

전압 강하에 대한 솔루션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Allen-Bradley Dynamic Sag Correctors(DySC)
는 심각한 제조 중단 및 장비 손상의 원인이 되는 일시적인 전압 강하 
및 정전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한 산업용 전원 품질 솔루션입니다. 
배터리가 필요 없고, 이동 부품이 없으며, 사실상 유지보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최대 5초간 전압 강하 보상 시간 보호 기능이 필요한 
핵심적인 제조 공정 및 민감한 전자 장치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DySC는 효율성이 뛰어나서 타사의 전원 품질 기술과 비교할 때 그 
자체만으로도 실제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생산 현장의 
가동 시간을 극대화하시려면 DySC 솔루션을 고려해 보십시오.

특징 및 장점:

가동 중단 방지

• 생산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순간적인 전압 강하 및 정전 방지

장비에 대한 손상 예방

• 전원 품질이 나쁘면 민감한 전기 
장비에 즉각적 또는 장기적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확장 가능한 솔루션

• 단위장비에서 생산 라인 단위까지 
보호 가능

• 단상 및 3상 포트폴리오

최대 5초간의 보상 시간 보호 기능

• 대부분의 전원 품질 문제는 
일시적이며 DySC 솔루션은 
대다수의 경우에 장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정전 상태까지 보호 기능 
제공

• DySC는 단시간의 완전한 정전 
상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솔루션

• UPS와는 다르게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지 않음

• 환경 친화적

유지보수 바이패스

무접점 스위치

정류기 인버터

AC 입력 부하 출력

정상 작동

이중 변환

전원 코어

전력
매트릭스

DySC 시스템
전압 저하 보정
유지보수 바이패스

DySC는 일시적인 전압 

강하 및 정전에 대해 
보호하도록 특허 취득한 
이중 변환 인버터 기술을 
사용합니다.

* 모든 유닛에 유지보수 바이패스가 포함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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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N Mini DySC 1608P Pro DySC 1608M Mega DySC

전류 범위 1 - 50 A 25 - 200 A 400 - 2400 A

전압 범위 120 - 240V 208 - 480V 208 - 480V

전력 범위 0.25 - 14 kVA 10 - 165 kVA 333 - 2000 kVA

장착 DIN 레일/패널 패널/플로어 플로어

위상 1상 3상 3상

보상 시간 최대 5초 최대 5초 최대 5초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컴포넌트 수준 소형 장치, 드라이브 프로세스, 버스 수준

배터리 없음 없음 없음

에너지 효율성 96+% 99+% 99+%

유지보수 최소 최소 최소

외함 NEMA 1 (IP20) NEMA 1 (IP20) NEMA 1 (IP20)

정격 온도 0 - 40 ˚C 0 - 40 ˚C 0 - 40 ˚C

DySC 순간 전압 강하 보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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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카탈로그 넘버

게시 넘버

코드 설명

N Mini DySC – 단상 전원 용

P Pro DySC – 3상 전원용

M Mega DySC – 3상 전원 용

실행 시간

코드 설명

S 표준

E 확장

옵션

코드 설명

공백 없음

-R 랙 마운트

-HC 의료

정격 전류

코드 설명
002A 2 A
003A 3 A
006A 6 A
012A 12 A
025A 25 A
050A 50 A
100A 100 A
110A 110 A
200A 200 A
400A 400 A
800A 800 A
1K2A 1200 A
1K6A 1600 A
2K0A 2000 A
2K4A 2400 A

라인 전압 AC
코드 설명
120V 120 VAC
208V 208 VAC
220V 220 VAC
230V 230 VAC
240V 240 VAC
380V 380 VAC
400V 400 VAC
415V 415 VAC
440V 440 VAC
460V 460 VAC
480V 480 VAC

쓰기 유형

단상

코드 설명

1 L-L
2 L-N

3상

3 3선

4 4선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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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탈로그 넘버의 세부적인 분리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은 제품 구성이 아닙니다. 필드의 모든 조합이 유효
한 부품 번호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